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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block-based transforms, like discrete cosine transform (DCT), have been widely used in image and video
coding standards, but block-based transforms have a weak point with blocking effect. However, the integer lapped
orthogonal transform (ILOT) is a tool for block-based coding with bases functions that overlap near blocks, so it has a
strong point against blocking effect. Although it has slightly higher arithmetic complexity than the DCT, the coding gain
is significantly higher with much less blocking artifacts. This paper introduces the integer lapped orthogonal transforms
and discrete cosine transform. And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DCT with ILOT which is proposed a new efficient
method for image cod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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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미지 데이터압축 기술은 디지털 카메라, 방송기술,

핸드폰 등의 다방면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며,

지금까지 논의된 이미지 압축 표준들만 하여도 이산코

사인 변환 (Discrete Cosine Transform) 방식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1]과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 방식을 사용하는
JPEG2000(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2000) [2]

등 여러 가지 표준안이 계속하여 논의 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JPEG이미지 압축은 블록단위 코딩을 하며

변환 방식으로는 DCT 방식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압축

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화질 저하를 유발시키는

blocking effects가 생기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

이 JPEG에서 생기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논의된 표준방식이 JPEG2000이다. JPEG2000은 JPEG

에서 생기는 blocking effects를 줄이기 위하여 블록단위

변환이 아닌 프레임 단위 변환 방식인 웨이블릿을 사용

한다. 그러나 JPEG2000 이미지 압축 표준 방식도 계산

의 복잡도와 코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산의 복

잡도가 덜하고 계산 속도 또한 뛰어난 JPEG 표준을 많

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JPEG에서 생기는 화질 저하

또한 무시 할 수 없는 단점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JPEG 표준 방식에 사용되는 DCT변환방식 대신 정수형

직교 겹침 변환(Integer Lapped Orthogonal Transform)

[3]방식을 이용하여 blocking effects를 줄여 화질을 향

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하여 JPEG과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이미지 압축과정을 이용한 이미지들의

PSNR을 비교 분석 하고 이미지 화질을 보다 향상 시

킬 수 있는 압축 기술 에 대한 내용을 서술 할 것이다.

2. JPEG

2.1. JPEG 전체 구성

JPEG이란(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이라는†E-mail : wangcho@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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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정한 이미지 압축에 관한 표준안이며, 정지

압축 영상의 파일형식(.jpg, jpeg)또는 그와 관련된 표

준이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정식 명칭은 Digital

Compression and Coding of tone Still Image)이며,

10918-1(ITU 권고 T.81)로 표준화되어 있고, 정지 영상

이나 연속적인 톤의 이미지를 표현 하기 위한 압축 표

준이고, 손실(loss) 압축방식과 무손실(lossless)압축 방

식 둘 다 지원합니다. JPEG의 엔코딩 설계[4] 순서를

살펴보면 Fig. 2-1과 같은 순서로 압축된다. 

2.1.1 Block division

JPEG은 RGB 색상을 YCBCR로 변환하고 그것을

샘플링을 하고 나서 이미지들의 블록을 8x8 단위가 한

블록인 매크로 블록을 만들어 DCT 변환을 한다. 이렇

듯 JPEG 에서는 변환을 위해 블록들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blocking effect가 생겨나는 단

점을 지니고 있다. Fig. 2-2는 블록단위로 나누는 과정

을 담고 있다.

2.1.2 Normalization

이와 같이 블록 단위로 나누어 주는 과정이 끝나면

범위가 -128~127 사이의 데이터로 정규화 과정을 해준

다 Fig. 2-3은 정규화 과정을 담고 있다.

2.1.3 Discrete Cosine Transform

정규화 과정까지 끝난 데이터들은 Fig. 2-4를 이용하

여 DCT [5] 변환을 해준다.

단, C(0,0)= , C(i,j)= ( , )

Fig. 2-4. DCT 및 IDT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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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JPEG 엔코딩 순서도.

Fig. 2-2. Block-division.

Fig. 2-3. 정규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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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양자화

위 과정으로 변환된 값들을 전체적인 데이터 량을

줄이기 위해 Fig. 2-5의 양자화 테이블의 값으로 양자

화를 해준다. 

그리고 나면 작은 값들은 0으로 바뀌는데 0이 되어

사라짐 숫자들 때문에 약간의 정보손실이 발생한다. 

2.1.5 Zigzag scan

양자화를 거친 데이터는 Fig. 2-6.과 같이 Zigzag

scan을 하여준다.

2.1.6 RLE 코딩 및 허프만 코딩

지그재그 스캔까지 마친 데이터는 허프만 코딩을 하

는데 허프만 코딩[6]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전체를 나타내는 정보의 발생 확률 값이 서

로 다르게 발생되는데 착안한 부호화 기법 

·정보 신호의 발생 분포가 편재된 경우, 발생 확률

이 높은 기호는 짧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

호는 긴 부호를 할당함.

·가변 길이 부호이며, 주어진 신호의 발생 확률 분

포에 대하여 최소의 평균 길이를 실현하는 부호화

방식.

2.1.7 디코딩

위와 같은 일련의 순서를 마친 데이터는 데이터 량

이 엄청나게 줄어드는데 이와 같은 순서가 JPEG의 엔

코딩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친 데이터는 다시 디코딩

과정을 거쳐 원래의 이미지로 전환 된다. 이 과정은 엔

코딩 과정에서 거친 과정을 역순으로 IRLC, Inverse

Zigzag Scanning, Inverse Quantization, IDCT 순으로

계산하여 원래의 영상을 다시 얻어 내는 과정을 일컬

어 디코딩 과정이라 한다.

3. 제안된 알고리즘

3.1. Integer Lapped Orthogonal Transform

직교 겹침 변환방식은 (LOT)는[7] DC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록화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각 블록

들을 Overlap 하여 변환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성

질을 가진다. 

1) L>M

2) L=NM(basis vector 의 길이 L)

(N 은 overlap factor)

(M 은 block의 크기)

단 L, N, M은 모두 정수를 가진다.

그리고 보통 기저의 크기는 2배로 하는 LOT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획의 크기를 N으로 하고 LOT의

기저 행렬 T의 각 행렬 기저라 가정하면 T=M × 2M

행렬이 된다. 그리고 기저 함수는 직교의 성분을 가져

야 하므로 Fig3-1의 수식을 을 만족 시키고

Fig. 3-1.

또한 오버랩 되는 부분의 성분도 직교 해야 하므로

T T1 T2[ ]=

Fig. 2-5. 양자화 테이블.

Fig. 2-6. 지그재그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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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의 수식 또한 만족 시킨다

Fig. 3-2.

Fig. 3-3은 ILOT의 블록 오버랩 방식을 나타낸다.

3.2. 제안된 이미지 압축 알고리즘

제안된 알고리즘에서는 JPEG 기반의 압축 알고리즘

표준화 방식을 따르지만 DCT 변환 방식에 따른 화질

저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환 부분을 정수형 직

교 겹침 변환 방식으로 대체한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Fig. 3-4은 제안된 알고리즘의 순서도 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JPEG의 이미지 압축

순서에 기반을 둔 압축 시스템이지만 블록단위를 4 × 4

로 조정하였으며 정규화 후에는 블록단위 스캔 시 기

저함수를 8 × 8으로 가로 세로 두 배 늘려서 스캔 한

후 Integer Discrete Cosine Transform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로 세로 두 배로 기저함수

로 오버랩 시켜서 변환하는 과정 때문에 기존의 JPEG

에서 생기던 blocking effects를 줄 일수 있는 이미지

결과를 제안된 알고리즘 에서는 가져올 수 있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T1T2
I T2T1

I 0= =

Fig. 3-3. Lapped 블록 오버랩 방식.

Fig. 3-4. 제안된 이미지 압축 순서도.

Fig. 4-1. Lena.raw(원본 영상).

Fig. 4-2. Lena.raw(DCT변환)(33.56dB).

Fig. 4-3. Lena.raw(Lapped변환)(34.1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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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이미지를 압축할 시에

는 일반 JPEG 압축보다 Lena.raw이미지는 약 0.52 dB

향상 되었고 압축률은 1%더 좋아졌으며 Flower.raw

이미지는 1.65 dB 화질 향상을 가져 오고 압축률은

0.8%더 좋아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에는 ILOT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Lapped 변환을

추가 도입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할

것이며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 변환 부분과 의료영상

쪽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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